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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론 

 

탄소섬유강화 플라스틱(CFRP) 복합소재는 
고강도와 고탄성 특성을 보이면서도 경량이기 
때문에 자동차, 건물, 항공기 등의 다양한 구조

물 재료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 건물의 보강 또
는 유지보수의 재료로도 각광받고 있다. 그럼

에도 불구하고 복합소재에 존재하는 결함은 구
조물의 안전과 직결된다. 지금까지 CFRP의 결
함 검출을 위해 초음파1, 열화상2 등과 같은 다
양한 기술들이 연구되었다. 특히 CFRP는 탄소 
성분 함량이 높아 전기전도성이 크기 때문에 
전기저항 방법을 이용한 결함 검출 연구가 수
행되고 있다3. 하지만 기존의 방법들은 완전 
접촉 또는 거의 접촉된 상태에서 결함 검출을 
수행하는 것으로 완전한 비접촉 방식은 아직까

지 활발히 연구되고 있지 않다. 최근 테라헤르

츠(THz) 기술을 이용한 완전 비접촉식 결함 검
출이 시도되고 있지만4 장비가 고가이고 구조

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다. 
본 연구는 밀리미터파를 이용하여 비접촉 

방식의 CFRP 결함검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
선행 연구로써 CFRP 소재의 전자파 반사 특성

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. 
 

2. 이론 
 

CFRP 복합소재는 일반적으로 탄소섬유가 
직물형태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섬유 방
향에 따라 전기전도성이 달라지는 특성이 있다. 
따라서 전자파를 CFRP 표면에 입사시킬 경우 
전자파의 전기장 방향과 탄소섬유 방향에 따라

서 반사특성이 달라질 수 있다. 탄소섬유의 방

향에 따른 CFRP의 전기전도율( σ )은 다음 식 
(1)과 같이 표현된다5. 

σ(θ) = σlcos2θ + σtsin2θ         (1) 
여기서 θ는 전기장 방향과 탄소섬유 방향 

사이의 각도이고 σl와 σt은 탄소섬유 길이방향

과 직각 방향의 전기전도율이다. 이 때 σl의 경
우 일정한 값을 보이지만 σt의 경우 위치 별로 
상이할 수 있다. 따라서 탄소섬유 방향에 영향

을 받는 θ는 전자파 반사 특성에 영향을 주게 
된다. 

 
3. 재료 및 방법 

 

실험에 사용된 CFRP 복합소재는 탄소섬유

가 8겹으로 된 [0°2/90°4/0°2]s 형태이고, 크기는 
가로, 세로가 각각 20 cm, 두께가 2.5 mm 였으

며 탄소섬유 재료는 CU125NS였다. 
실험 장치는 회로망 분석기(E8361C, Agilent, 

USA)와 V-band 혼안테나(HNR-V25-00, 3J, USA)
로 구성되었고 혼안테나에서 발생한 전자파가 
시편에 수직으로 입사하도록 위치시킨 후 혼안

테나와 시편 사이의 거리는 10 cm로 설정하였

다(Fig. 1a). 전자파의 전기장 방향과 CFRP 탄
소섬유 방향이 평행할 때를 0°로 하고 30°, 60°, 
90°로 각도를 변경하면서 총 10 cm 길이의 반
사계수 변화를 측정하였다(Fig. 1b). 

이때 길이 방향에 따른 반사계수 변화가 
적고 공진 주파수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
각도를 결함 검출에 적합한 각도로 결정할 수 
있다. 최종 목적인 결함을 검출하려고 할 때 
결함 위에서 전자파의 왜곡이 발생하는 현상을 
이용해야 하는데 결함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파 
반사 특성이 균일하지 않다면 결함을 검출할 

CFRP 복합소재의 결함 검출을 위한 탄소섬유 방향에 따른 
전자파 반사 특성 분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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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없게 된다. 
 
 
 
 
 
 
 
 
 
Fig. 1. (a) Experimental set-up and (b) the description 

of angle between the fiber and the E-field 
direction 

 
4. 결과 및 토의  

밀리미터파에 대한 CFRP 시편의 반사계수 
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. 2와 같은 변동분포를 
확인하였다. 탄소섬유 방향과 전기장의 각도가 
커질수록 공진주파수는 불명확해지고 반사계수

의 변동 영역이 확대되었다. 
 
 
 
 
 
 
 
 
 
 
Fig. 2. Fluctuation distribution of the reflection 
coefficients on the CFRP specimen at (a) 0°, (b) 30°, 
(c) 60° and (d) 90° of the angle from the fiber 
direction 
 
이와 같은 결과는 이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
탄소섬유 방향에서는 전기전도율이 균일하기 
때문에 이 방향과 전기장 방향을 일치시킬 경
우 (θ=0°) 전자파의 반사가 안정적으로 나타나 
공진주파수가 명확하게 확인되고 반사계수의 
변동폭이 크지 않았다. 반면 탄소섬유 방향과 
직교하게 탐상을 할 경우 (θ=90°) 전자파가 전
기전도율이 서로 다른 탄소섬유들을 지나가기 
때문에 전자파의 반사특성에 영향을 주어 공진

주파수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
측정주파수 영역별로 반사계수의 변동폭이 상
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. 

 
5. 결론 

 
본 연구는 전자파를 이용하여 CFRP복합소

재의 결함 검출을 비접촉으로 수행하기 위한 
선행연구로써 CFRP의 탄소섬유 방향이 전자파

의 반사 특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

다. 특히 전자파의 전기장과 탄소섬유 방향이 
평행할 때 반사계수 특성이 잘 나타나 향후 전
자파를 이용한 결함 검출에 탄소 섬유 방향의 
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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